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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건축에서 심미성과 기능성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

면서, 비교적 경량의 고진동수 계단이 널리 쓰이는 추세이

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고진동수 계단의 

진동응답을 산정하는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바닥

의 진동응답을 산정하는 방법을 계단에 그대로 준용할 수밖

에 없다. 

ISO 10137의 부록 A
[1]
에 따르면 계단 보행하중은 평지를 

걸을 때 발생하는 하중과는 다르게 대개 하중의 크기가 크고 

계단을 급속히 내려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진진동수가 

3Hz에서 4Hz정도이며 종종 4.5Hz에 이르기도 한다. 이는 

일반적인 보행하중의 범위가 1.8Hz에서 2.2Hz 사이인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따라서 일반 바닥과 동일한 기준으로 계단

을 설계할 경우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진동응답을 산정하는 방식은 대체로 미국 강구조학회

(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 이하 AISC)

의 “Steel Design Guide Series 11 – Floor Vibration due 

to human activity”[2]와 영국 강구조연구소(The Steel 

Construction Institute, 이하 SCI)의 “SCI-P354, Design 

of Floors for Vibrations : A New Approach”[3]를 따른다. 

이 중 SCI의 지침에서 유일하게 계단의 진동응답을 산정하

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복잡한 보행하중 모델링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가임펄스 개념을 도입하여 실

측값을 바탕으로 한 경험식을 제시하고 있다.

SCI에서는 Arup에서 제시한 등가임펄스 산정식을 토대

로 진동응답을 예측하는데, 일반바닥 보행실험 시 가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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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ootfall force of a 870N male at 2.4Hz (Brownjohn, 
2006)

빈도가 높게 측정 된 1.8~2.2Hz의 가진진동수 영역을 유효

범위로 보고 그 범위 내에서 측정된 값을 토대로 식을 제안하

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진동응답 산정식에 따라 설계된 고

진동수 계단에서 보행할 경우, 바닥보행에 비하여 가해지는 

하중의 크기가 크고 가진진동수의 범위도 넒게 나타나기 때

문에 사용성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거동을 보일 가능성

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1.4~4.5Hz의 넓은 가진진동수 범위에 대

한 가속도 응답의 실측값을 바탕으로 계단보행시의 응답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등가임펄스 산정식을 제안한다.

2. 보행가진의 특성

AISC와 SCI는 국내에서 바닥진동과 관련된 설계에 대표

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설계지침서이다. 그러나 이들 기준은 

계단의 진동응답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 및 하중모델은 제

시하지 않으며, 바닥의 진동응답을 산정하는 방식을 계단에

도 적용하고 있다. 그나마 SCI에서 계단보행에 대한 설계계

수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현재 바닥 및 계단에 적용하고 있는 AISC와 SCI의 

바닥 진동응답 산정법을 우선 고찰하고자 한다.

2.1 보행가진의 동적 하중

사람이 보행활동을 하는 동안 구조물의 표면에는 동적 하

중이 가해지며, 이러한 하중은 연직방향과 횡방향의 방향성

을 가진 하중벡터로 구성된다. 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하는 대

부분의 경우 하중의 연직방향 성분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로 이를 대상으로 보행하중 모형을 설정한다
[4]
.
 

보행하중 모형은 하중의 크기가 급격하게 증가한 뒤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하중과 비슷한 크기의 하중에 머무르다 감소

하는 형태를 갖는다. 보행자에 따라 하중의 최대값 및 한 걸

음에 대한 주기에만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인 하중의 형태는 

유사하다. 체중이 870N인 남성이 2.4Hz로 걸은 보행에 대

한 하중 모형을 일례로써 Fig. 1에 도시하였다. 위의 보행하

중 모형을 바탕으로 하는 연속보행에 대한 하중함수는 퓨리

에급수 형태로 식 (1)과 같이 주어진다.

 




sin   (1)

여기서, P 는 보행자의 체중(보통 kgfN), H 는 고려

하는 조화성분의 개수, 는 h 번째 조화성분의 퓨리에계

수, f 는 가진진동수, 는 h 번째 성분의 위상각이다. 

AISC, SCI 등에서는 보행으로 인한 하중함수를 조화함수

로 가정하여 식 (1)에서 퓨리에급수의 초기 네 개의 항으로 표

현한다. 일반적으로 단순 보행의 경우 가진진동수는 1.4Hz에

서 2.4Hz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4]
, 이 중 발생빈도가 높은 

1.8Hz에서 2.2Hz 사이를 대상으로 진동응답을 산정하는 것

이 보통이다. 

2.2 저진동수 바닥과 고진동수 바닥

진동응답을 해석하기 위해 바닥의 고유진동수에 따라 저

진동수 바닥과 고진동수 바닥으로 나누는데, 이는 두 바닥이 

확연하게 다른 동적응답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저진동수 바닥에서는 가진진동수의 정수배 진동수와 바

닥의 고유진동수가 가까워지면 공진이 발생하여 응답이 증

폭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가진진동수의 초기 네 

번째 조화성분까지 바닥과 작용하여 공진을 일으킬 수 있다

고 판단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상상태의 응답을 산정한

다. 반면, 고진동수 바닥에서는 한 걸음에 대한 응답이 일시

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중함수가 독립된 임펄스 함수로 

표현되며 공진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네 번째 이상의 고차

모드 조화성분은 공진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갖

고 있지 않다고 보고 일련의 임펄스 하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상태의 응답을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가진진동수의 네 번째 조화성분을 기준으로 

바닥의 고유진동수가 이보다 낮으면 저진동수 바닥, 높으면 

고진동수 바닥으로 판단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SC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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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dealized footfall force (Brownjohn, 2006)

저진동수 바닥과 고진동수 바닥의 분기값을 약 10Hz로 제시

하고 있으며 다른 연구에서도 이를 인용하는 추세이다. 

3. 고진동수 바닥의 진동응답 산정법

3.1 kf method (AISC) 

AISC는 Ungar and White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한 걸음

에 대한 보행 하중의 시간이력을 이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응답을 산정한다
[5]
. 

Fig. 2는 보행하중 모형의 일례로써 제시한 Fig. 1을 단순

화시킨 것으로 최대하중까지 순간적으로 도약한 후 잠시 동

안 그 값에 일정하게 머무는 형태를 띤다. 한 걸음에 대한 전

체 시간 t 에서 하중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양 단의 구간 크기

를 각각 t0 로 나타내었다. 시간 t 에서 t-t0 까지에 대하여 발

생하는 하중의 크기를 일정한 상수값  로 가정한다. 이는 

이 구간에서 발생하는 하중을 일정하게 가정하더라도 실제 

하중과의 오차가 응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다고 판단하

기 때문이다. 반면, 이상화 된 보행하중 모형에서 하중이 증

가하는 구간은 응답을 산정할 때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구간에서의 하중 함수는 식 (2)와 같

이 나타낸다.

  cos  ≤ ≤  (2)

 

단자유도 진동계에서 식 (2)와 같은 하중으로 인해 발생하

는 동적변위(max)는 정적변위()의 증폭계수로 표시할 

수 있다. 즉, max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은 식 (2)에 의한 동적 증폭계수로써 정적변위에 대한 동적

변위의 비율로 표현된다.

 

max





cos
 (3)

여기서, 는 증폭계수를 도출하는 데에 있어 작용하는 중요

한 입력요소이며, 식 (3)에 따르면 증폭계수 는 오직 

의 영향을 받는다(여기서 은 바닥의 고유진동수). 

보행속도가 빠를수록 발의 지면 접촉시간이 짧아지면서 

 역시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일반적으로 바닥의 고유진

동수가 5Hz보다 클 때, 증폭계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

다. 식 (3)은 설계를 위하여 가 0.5일 때를 기준으로 다

음과 같이 근사하여 사용한다. 

 











   ≤ 







  ≻ 

 (4)

특히 고진동수 영역에 해당하는   인 경우, 하중

의 진폭  에 의한 정적변위의 최대값인 식 (5)와 질량과 강

성의 관계로 나타낸 고유진동수인 식 (6)을 식 (4)에 대입하

여 고진동수 바닥의 최대변위 max와 최대속도 max를 표현

할 수 있다. 

   (5)

 

 




 (6)

여기서, 는 최대하중, k 는 바닥 강성, M 은 모드질량이다. 

max ×
 
 ×





 



 (7)

max max 
  (8)

식 (8)은 바닥의 고유 특성인 바닥강성 k 와 고유진동수 

에 대한 함수로 최대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진동응답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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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efficients according to walking pace

Walking pace 
(steps/min)

 (kN)  (1/sec)

Floor 
walking

100 (fast) 1.4 5.0

75 (moderate) 1.25 2.5

50 (slow) 1.1 1.4

하여 실측값과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식 (8)을 조화응답으로 

가정하여 가속도응답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max max 
 

 


 (9)

결과적으로 max와 max는 보행하중에 따른 ,  및 고

유진동수 의 영향을 받는다. 식 (8)과 식(9)에 대한 설계계

수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3.2 등가임펄스 모델 (SCI)

SCI는 Arup이 제시하는 등가임펄스 모델을 차용하고 이를 

다시 보정하여 사용한다. Arup의 모델은 Kerr and Bishop
[6]

이 바닥보행 실험을 통해 얻은 880개의 데이터를 토대로 등

가임펄스의 개념을 도입하여 진동응답을 산정한다. 임펄스 

형태의 보행하중을 단위질량을 가진 진동계에 가하면 임펄

스의 크기와 동일한 최대속도응답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

이 보행하중을 속도응답의 형태로 나타내면서 진동응답의 

해석이 보다 간단해진다. 

Willford 등
[7]
이 제안한 Arup의 등가임펄스 산정식은 

Kerr and Bishop의 바닥보행 실험에서 발생빈도가 가장 높

게 나타난 1.8~2.2Hz의 가진진동수 범위를 대상으로 회귀

분석하여 경험식으로 제안되었다. 25%의 초과확률에 해당

하는 Arup의 등가임펄스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10)

여기서, 는 등가임펄스(N-sec), 는 가진진동수(Hz), 

은 계단의 고유진동수(Hz)를 의미한다. 

SCI는 Arup의 등가임펄스 산정식인 식 (10)을 바탕으로 

임펄스 하중을 받는 바닥의 일시진동응답을 가정하여 최대

가속도응답을 산정한다. SCI에서는 고진동수 바닥의 진동

응답을 산정하는 두 가지 산정식을 제시한다. 하나는 유한요

소해석을 통해 얻은 모드 특성을 반영한 일반화된 가속도응

답 함수이며, 다른 하나는 일반식을 간략화 시켜 1차 모드의 

특성만을 반영한 식이다. 한 걸음에 대한 진동응답은 각 조

화성분의 진동모드 별 가속도응답을 모두 합산하여 나타낸

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제곱합제곱근(Squre Root of 

Sum of Squares, SRSS)이 쓰이며 구조물의 진동주기가 잘 

분리되었을 경우 이는 전체 시간이력에 준하는 결과를 보이

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다. 모드 중첩에 따른 일반화된 가

속도응답함수는 다음과 같다.

 







 
 



 (11)

여기서, 은 바닥의 고유진동수(Hz), 는 감쇠비, 와 

는 각각 하중이 작용한 지점의 모드형상계수 및 진동응답을 

측정할 지점의 모드형상계수, 는 등가임펄스(N-sec), 

는 h 번째 모드의 모드질량이다. SCI에서 사용하는 등가

임펄스 산정식은 식 (12)와 같다.

  



 
  (12)

여기서, P 는 보행자의 체중으로 식 (1)과 마찬가지로 보통 

746N을 대입한다. 식(12)는 SCI에서 EN 1990 annex C 

(Eurocode)에 따라 식(10)을 보정하여 제시한 식으로 두 식

은 약간의 계수 차이만 있다.

 

  






 (13) 

식 (13)은 가속도응답을 산정하는 간략식으로써 구조물의 

유한요소 모델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식 (11)과

는 다르게 등가임펄스 및 감쇠비를 고려하지 않으며 1차 모드

의 특성만을 반영하여 대략적인 가속도응답을 얻을 수 있다.

3.3 기존 산정법의 한계점

하중을 단자유도 진동계에 가하면 진동계의 강성과 고유

진동수에 따라 최대속도응답이 얻어진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Brownjohn은 Arup이 제시하는 등가임펄스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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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n view

(b) Side view

Fig, 3. Schematic drawings for test specimen 

Table 2. Summary of test specimen

Specimen Use Member size Concrete

R-□125×75×4.5-F

Residence

125×75×4.5
Filled

R-□125×75×4.5-NF Non-filled

R-□150×100×4.5-F
150×100×4.5

Filled

R-□150×100×4.5-NF Non-filled

O-□150×100×4.5-F

Office

150×100×4.5 Filled

O-□200×100×4.5-F
200×100×4.5

Filled

O-□200×100×4.5-NF Non-filled

Table 3. Details of test devices

Device Commercial code Description

Accelerometer NP-3131

Frequency range : 
5-4000Hz±0.5dB
Sensitivity : 
10mV/(m/s2)±1dB

FFT analyzer Ono Sokki CF-3650
Frequency accuracy : 
±50ppm or less

Impact hammer Dytran 5802A
Range : 5000lbs
Sensitivity : 1mV/lb

식의 합리성을 검증하고자 실제로 측정한 보행하중 이력과 

AISC 및 Arup의 진동응답 산정법을 통해 예측한 보행하중 

이력을 시뮬레이션 하여 비교하였다
[8]
. 그러나 비교결과를 

보면 AISC 뿐 만 아니라 Arup이 제시하는 진동응답 산정법

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max∝



 


 









 (14)

식 (14)는 AISC가 제시한 식 (8)에서 고유진동수를 식 (6)

으로 변환하여 속도응답과 질량 및 강성의 관계식을 나타낸 

것이다. 식 (14)에서 보듯이 속도응답은 질량의 제곱근에 비

례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모드질량

을 낮춰야한다. 이러한 현상은 뉴턴의 제 2 법칙인 가속도 법

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제 속도응답의 경향성을 반영하지 못함을 알 수 있

다. 반면, Arup의 모델은 AISC와 같은 물리적 오류를 내포

하지 않고 실제 보행하중 이력의 경향성을 비교적 합리적으

로 예측하고 있으나 응답의 크기를 약 두 배 가량 과소평가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진동응답을 산정할 때에 주로 쓰

이는 두 가지 방법 모두 가속도응답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계단 보행실험

고진동수계단의 진동응답 산정식을 합리적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실물대 철골보 계단을 제작하여 계단 보행실험을 실

시하고 가속도응답을 측정하였다. 모드형상을 고려할 경우 

계단 받침보의 중간 지점에서 진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고

유진동수 측정을 위한 가진 지점 및 응답계측을 위한 가속도

계의 부착 지점은 계단 받침보의 중간에 위치시켰다.

4.1 실험 프로그램

목업 실험세트는 계단 받침보의 크기 및 콘크리트의 채움 

여부에 따라 총 7개로 구분하였다. 7개의 실험세트는 다시 

계단의 용도에 따라 계단 받침보의 길이를 다르게 하여 4개

의 주거용(residence) 계단과 3개의 사무용(office) 계단으

로 설치하였다. 목업 실험세트는 Fig. 3과 같이 2366mm의 

계단 받침보가 계단참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2개의 주거용 

계단과 3638mm의 계단 받침보로 연결된 하나의 사무용계

단으로 구성된다. 계단 받침보 및 계단판은 일반 구조용 강

재 SS400을 사용하여 400MPa의 인장강도를 가지며 콘크

리트는 26.16MPa의 재령 28일 강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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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requency response (clockwise from top left) R-□
125x75x4.5-F, R-□150x100x4.5-F, R-□150x100x4.5-NF
and R-□125x75x4.5-NF

Fig. 5. Frequency response (clockwise from top left) O-□
150x100x4.5-F, O-□200x100x4.5-F and O-□200x100 
x4.5-NF

Table 4. Natural frequency, damping ratio and generalized mass 
of each specimen

Specimen
Natural 

frequency 
(Hz)

Damping 
ratio (%)

Generalized 
mass for 1st 

mode

R-□125×75×4.5-F 31.50 3.50 190.85

R-□125×75×4.5-NF 25.80 4.59 141.38

R-□150×100×4.5-F 32.00 3.85 233.94

R-□150×100×4.5-NF 30.80 2.30 151.03

O-□150×100×4.5-F 16.00 2.13 332.62

O-□200×100×4.5-F 22.00 3.21 388.17

O-□200×100×4.5-NF 24.25 4.05 228.46

Table 2는 실험세트의 정보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며 모

든 실험체에 대하여 두 가지 실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임팩

트해머 실험을 통하여 7개의 실험세트를 대상으로 각각의 

고유진동수를 측정한 후에 1.4~4.5Hz의 가진진동수에 대

한 계단보행 실험을 실시하여 가속도를 측정하였다. 다양한 

연령 및 신체조건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정상 속도 및 빠른 속

도의 가속도응답을 실측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보행 이

력에 해당하는 등가임펄스 값을 산정하였다. 여기서 1.4~ 

4.5Hz 범위 밖의 데이터 및 비정상적 도움닫기로 가속도 응

답이 평균에 비해 다섯 배 이상 차이나는 데이터들은 이상점

(outlier)으로 취급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실험에 사용

한 장비 목록은 Table 3과 같이 정리하였다.

4.2 실험 결과

임팩트해머 실험을 통하여 실측된 계단의 고유진동수와 

감쇠비 및 1차 모드질량은 Table 4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계측 시, Rectangular window function을 사용하였으며, 

샘플링 주파수는 200Hz를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고자 하였다.

Table 4에서 보듯이 고유진동수가 16~32Hz에 속하는 고

진동수 계단임을 알 수 있다. 실험 세트는 계단의 용도, 계단 

받침보의 단면 크기와 콘크리트의 채움 여부에 따라 구분하

였으나 계단 보행실험에서는 이러한 변수에 상관없이 단순

히 고진동수 계단으로써 분류하였다. Fig. 4와 Fig. 5는 주거

용과 사무용 계단의 주파수응답함수를 각각 도시한 것이다.

계단보행실험 결과, 고진동수 계단에 가해진 펄스하중은 

5% 미만의 낮은 감쇠비로 인해 응답에 미치는 감쇠의 영향

이 작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6의 사례에서 보듯이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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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alking on normal pace (1.8Hz walking frequency)

(b) Walking on fast pace (3.4Hz walking frequency)

Fig. 6. Acceleration response time histories for normal and fast 
walking (24.25Hz staircase)

Fig. 7. Applied walking impulsive force and key symbols

속도가 빨라지고 하중의 크기가 커지더라도 계단의 고유진

동수가 저진동수 바닥과 고진동수 바닥의 분기점인 10Hz를 

크게 상회하므로 가진에 의한 공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즉, 정상 보행과 빠른 보행 사이에서 가진진

동수 외에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5. 새로운 등가임펄스 산정식의 제안

5.1 가정사항

SCI의 고진동수 바닥의 일시응답을 산정하는 식 (11)을 바

탕으로 새로운 산정식을 제안한다. 펄스하중은 응답에 미치

는 감쇠의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계단의 경우 감쇠가 없는 

비감쇠 직선보의 시스템으로 가정해도 무방하며, 고진동수 

계단은 가진진동수에 비해 고유진동수가 월등히 높아 1차 모

드가 지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1차 모드의 응답만을 고려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최대가속도응답을 산정하기 

위하여 측정 지점에서의 모드형상계수는 최대값인 1로 가정

하며, 계단의 경사인 를 고려한다. Fig. 7은 계단 받침보를 

간단하게 모델링하여 도시한 것으로 cos는 작용한 보행

하중의 등가임펄스(N-sec), 와 는 각각 기준점으로부터 

가력지점 및 측정지점의 위치, 는 계단의 경사이다.

5.2 등가임펄스와 가속도응답의 관계식 유도

등가단자유도 개념을 사용하여 시간과 위치를 고려한 디

락델타(Dirac delta) 함수 형태의 외력을 받는 균일한 단면

을 가진 비감쇠 단순지지보의 운동방정식을 우선 유도한다. 

최종적인 운동방정식의 형태는 시간 t와 위치 x에 따라 달라

지는 변위 u에 대한 함수이며, 외력은 시간이 0일 때 의 위

치에 작용하는 임펄스 하중으로 계단의 경사인 를 고려하

여 cos 와 같이 나타낸다.

일반화된 단자유도 시스템(generalized single degree 

of freedom system)의 동적평형방정식을 정식화하기 위하

여 가상일의 원리를 적용한다. 이 원리는 평형상태에 놓인 

시스템에 가상변위를 가하면 외적가상일과 내적가상일이 같

다는 것을 의미한다. 

   (15)

여기서, 는 외적가상일, 는 내적가상일이다. 이 식

의 해인 는 식 (16)과 같이 가정하여 변수분리 하는데, 

이는 모드형상함수를 통해 전체시스템의 변형형상을 하나의 

일반화된 변위로 표현하기 위함이다
[9]
. 

 

  (16)

여기서, 는 모드형상함수, 는 일반화된 변위이

며 이때에 가하는 가상변위는 가정된 형상함수와 일관성을 

갖도록 다음과 같이 취한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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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시간에 따른 관성력과 외력 및 내부의 휨모멘

트의 작용 하에서 평형을 이루는데, 이 때 관성력을 포함한 

외력과 휨모멘트는 각각 다음과 같다

  cos (18)

 ″  (19) 

여기서, u위의 점( )은 시간에 대한 도함수를 의미하고, 프

라임(′ )은 위치에 대한 도함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상변위와 이때 작용하는 하중에 의한 외적 가상

일은 다음과 같다.

 





















cos



(20)

내적 가상일은 가상변위에 관련한 곡률과 이때 작용하는 

휨모멘트의 곱으로 나타내며 가상곡률은 가상변위를 두 번 

미분 한 값과 같다. 따라서 내적 가상일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 ″   







″ 



(21)

가상일의 원리에 의해 외적가상일과 내적가상일은 같아

야 하므로 식 (20)과 식 (21)에서 구한 가상일을 식 (15)에 대

입하면 다음과 같다.

  (22)

식 (22)는 모든 가상변위에 대하여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23)

여기서,  은 일반화된 질량,  는 일반화된 강성,  는 일

반화된 하중으로 다음과 같다. 이 때, 일반화된 하중은 임펄

스 함수의 선별특성(sifting property)을 적용하여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 




″  






cos  cos (24)

x=0, x=L 에서 변위와 모멘트가 영(0)인 양단의 초기조

건을 고려하여 비감쇠 단순보의 모드형상함수는 다음 같이 

주어진다.

  sin

 (30)

따라서  지점에 하중이 작용 했을 때의 모드형상계수는 

이며, 이를 식 (23)에 대입하고 각 항을 일반화된 질량

으로 정규화 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cos
sin


 (25)

여기서 fn 은 계단의 1차 모드 고유진동수(Hz)이다.

임펄스에 대한 선형 동적 시스템의 응답은 식 (26)과 같이 

합성적분(convolution integral)을 통해 임펄스와 단위임

펄스 응답함수의 곱을 시간에 따라 이동시키며 적분하여 얻

을 수 있다. 

 




 (26)






cossin



 sin  

단, 위 식에서 단위임펄스 응답함수 는 다음과 같다.

 

 sin ≥  (27)

식 (26)을 디락델타 함수의 선별특성(sifting property)

에 의해 적분하여 가력지점의 변위응답과 가속도응답에 대

하여 각각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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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idence

(b) Office

Fig. 8. Values of mode shape factor at 

 

cos sin
 sin

 
 (28) 

따라서 식 (28)에 따른 최대가속도응답은 식 (29)와 같다.

max 
cos sin


 (29)

여기서, amax는 최대가속도응답 (m/s
2
)이다.

각 걸음에 대해 계측된 최대가속도응답과 그에 상응하는 

등가임펄스의 관계식을 양함수의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sin



max
cos


 (31)

결과적으로 앞서 수행한 계단보행실험에서 얻은 가속도

응답을 토대로 식 (31)을 이용하여 계단에 가해진 등가임펄

스를 역산하였다. 

5.3 등가임펄스 산정식 제안

계단 보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앞서 수행한 

실험에서 얻은 가속도응답의 시간이력을 계단 한 칸 즉, 한 

걸음에 대하여 모두 분리하였다. 한 걸음에 대한 가속도응답

의 시간이력에서 최대가속도 값을 찾고, 이를 식 (31)에 대입

하여 등가임펄스를 산출하였다. 이 때, 식 (31)에서 적용한 

계단판의 위치에 따른 모드형상계수는 Fig. 8에 도시하였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562개의 최대가속도응답을 식 

(31)에 대입하여 등가임펄스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

귀분석하여 초과확률 25%에 해당하는 새로운 등가임펄스 

산정식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cos
 

 


×


 (32)

여기서, P 는 보행자의 체중으로 기존의 SCI와 마찬가지로 

보통 746N을 대입한다.

식 (32)의 변수 및 형태는 식 (10)을 바탕으로 하여 Arup

의 모델과 같이 최대가속도응답을 등가임펄스로 취하여 고

유진동수와 가진진동수의 조합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

러나 식 (10)에서 계수 54는 등가임펄스의 단위인 N-sec와 

같고, 진동수의 단위는 무시하면서 물리적 차원의 모순이 발

생한다
[7]
. 따라서 이러한 단점에서 벗어나고자 식 (32)와 같

이 개선된 형태를 취하였다. 이 때, 식 (32)의 상관계수는 

+0.4154로써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p-value

가 7.35×10
-25 

이므로 식의 신뢰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

다고 판단된다. 

고진동수 계단에 가해지는 보행하중은 임펄스 함수 형태

의 응답을 야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식 (32)를 통해 개

선한 등가임펄스를 가속도응답함수에 대입하여 고진동수 계

단의 진동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이 때, 고진동수 계단의 경

우 1차 모드만을 고려하는 경사 있는 비감쇠 단순보로 가정

하였기 때문에 식 (11)에 이를 적용한 다음의 식에 의해 가속

도응답을 계산한다.

  

cos
 (33)

여기서, 최대가속도응답을 산정하기 위하여 측정 지점 에

서의 모드형상계수는 최대값인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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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ISC (fast walking pace) (b) Arup’s effective impulse method

(c) SCI (d) Proposed formula

Fig. 9. Residual plots for each model

6. 실측 결과와의 비교

제시한 진동응답 산정식이 실제 가속도응답을 얼마나 합

리적으로 예측하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가속도응답의 잔차도

를 Fig. 9와 같이 나타내었다. 이론상으로는 모드형상을 고

려하지 않는 AISC의 모델 및 실험을 통해 얻은 가속도응답

에도 모드형상계수를 적용한 뒤 비교하였다. 데이터들의 추

세선은 실선으로 표시하였으며, y축 값이 점선으로 표시한 0

에 가까울수록 응답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며 0보다 커

질수록 응답을 과대평가함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Fig. 10

에 가진진동수에 따른 가속도응답의 잔차를 나타냄으로써 

가진진동수에 따른 가속도응답의 예측 정도를 나타내었다. 

6.1 AISC 

AISC는 보행 속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설계값을 제시한다.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일 분당 걸

은 걸음 수로 속도를 구분하며, 진동수로 환산하면 느린 속

도 구간이 0.83Hz, 정상 속도 구간이 1.25Hz, 빠른 속도 구

간은 1.67Hz에 해당한다. 이는 정상 보행의 평균 가진진동

수가 2Hz 부근인 실제 보행실험 결과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진동수영역을 기준으로써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빠른 속도 구간에서 사용하는 설계식

을 제안식의 유효범위인 1.4~4.5Hz에 일괄적으로 적용하

여 보다 합리적 차원에서 실측 및 예측 가속도응답을 비교하

였다. 

Fig. 9(a)는 AISC를 통해 예측한 가속도응답을 실측한 가

속도응답과 비교하여 도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응답의 크

기를 과대평가하나 가속도응답의 크기가 커질수록 예측하는 

응답이 실제 응답에 비하여 뚜렷하게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

다. 또한, 가진진동수에 따른 가속도응답의 잔차를 나타낸 

Fig. 10(a)을 통해 3Hz 이상의 빠른 속도 구간에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는 듯 보이나 데이터의 불확실성이 커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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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ISC (fast walking pace) (b) Arup’s effective impulse method

(c) SCI (d) Proposed formula

Fig. 10. Residual acceleration responses concerned with forcing frequency

차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발생빈도가 높은 

가진진동수 2Hz부근에서 응답을 약 2배 정도 과대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6.2 Arup의 등가임펄스 모델

Arup의 모델은 식 (10)을 이용하여 등가임펄스의 형태로 

진동응답을 산정하고 식 (33)에 이를 대입하여 가속도의 형

태로써 응답을 취한다. 

Fig. 9(b)는 실측한 가속도응답과 Arup의 모델을 통해 예

측한 가속도응답을 비교한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Arup의 

모델은 느린 속도와 정상 속도 구간에서는 응답을 비교적 합

리적으로 예측하나, 가속도응답의 크기가 커질수록 예측하

는 응답이 실제 응답에 비하여 커지고 그 편차 또한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Fig. 10(b)은 가진진동수에 따른 가속도응답

의 잔차를 나타낸 것으로써 Willford가 가진진동수의 유효

범위로 지정하였던 1.8~2.2Hz의 구간과 이보다 낮은 가진

진동수 영역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으로 가속도응답을 예측한

다. 그러나 가진진동수가 높아질수록 응답을 과대평가 하는

데, 이러한 경향은 식 (10)이 특정 범위에 대해 응답을 회귀

분석 하여 제시된 것과 상관이 있다. Kerr and Bishop
[6]
의 

바닥 보행 실험 결과에 따르면, 가진진동수가 2.2Hz미만 일 

경우에는 응답이 선형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2.2Hz

를 넘어서면서 응답의 크기 증가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다. 이와 같은 이유로 1.8~2.2Hz의 특정 범위의 응답을 대

상으로 제안된 Arup 모델은 2.2Hz 이상의 가진진동수에 대

하여 실제 응답의 경향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응답을 과대평

가한다. 

6.3 SCI

Fig. 9(c)와 Fig. 10(c)은 실측한 가속도응답과 식 (12)를 

통해 산정한 등가임펄스를 토대로 하여 식 (33)에서 구한 가

속도응답을 비교하여 도시한 것이다. 가속도응답의 크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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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ISC (fast, moderate and slow pace) and this study

(b) AISC (fast), Arup, SCI and this study

Fig. 11. Comparison of normalized acceleration 

Table 5. Summary of mean, standard deviation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for normalized acceleration

Model



Mean
Standard 
deviation

Coefficient of 
variation (%)

AISC

slow 8.071 7.030 87.102

moderate 2.227 1.940 87.102

fast 0.497 0.433 87.102

Arup 0.679 0.392 57.806

SCI 0.573 0.331 57.806

This study 0.889 0.464 52.217

가진진동수가 커짐에 따라 응답을 과대평가하면서 Arup의 

모델과 유사한 형태로 응답을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SCI가 등가임펄스를 산정하는 Arup의 식 

(10)을 Eurocode에 의해 계수만 보정하여 그대로 사용하면

서 발생한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2Hz 이상의 가진진

동수 영역에서 발생하는 응답의 실제 경향성을 반영하지 못

하는 식 (10)을 바탕으로 SCI의 진동응답 산정식이 제시되었

기 때문에 Arup의 모델과 마찬가지로 높은 가진진동수 영역

에서 응답을 과대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6.4 새로운 제안식의 적합성 확인

Fig. 9(d)와 Fig. 10(d)은 실측한 가속도응답과 본 연구에

서 제안한 식 (32)로 산정한 등가임펄스를 식 (33)에 대입함

으로써 얻은 가속도응답을 비교하여 도시한 것이다. 정상 보

행 및 빠른 보행의 가진진동수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구간을 

유효범위로 지정하여 분석함으로써 가진진동수의 전 영역에

서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을 예측하는 식을 얻을 수 있었다. 

낮은 가진진동수의 영역에서는 Arup의 모델, 높은 가진진동

수의 영역에서는 AISC가 본 연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가속도

응답을 예측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가속도응답은 

보행자, 보행 형태 등 여러 요인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범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측

정 가능한 전체 영역을 두고 합리성을 판단해야한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합리적일 수 있는 Arup 및 AISC의 모델 보다 

전 영역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응답을 예측하는 본 제안식이 

계단의 진동응답을 산정하는 데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

된다.

Fig. 11은 AISC, Arup, SCI 및 본 연구의 진동응답 산정

식으로 예측한 가속도응답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실측한 가

속도응답에 대하여 정규화 한 그래프이다. 먼저, 보행 속도

에 따라 다른 설계계수를 제시하는 AISC를 Fig. 11(a)에 비

교하여 도시하였다. 앞서 지적했듯이 AISC는 느린 속도와 

정상 속도에서의 보행에 대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진진동수 

기준을 제시한다. 그에 따른 결과로 응답을 두 배 이상 지나

치게 낮게 예측하고 편차 또한 크다. 이는 Fig. 11(a)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반면, 빠른 속도의 응답은 비교적 유사한 

수준으로 응답을 예측한다. 이에 Fig. 11(b)에는 Fig. 9, 

Fig. 10과 Fig. 11(a)을 통해 비교적 합리적으로 진동응답을 

산정한다고 판단한 빠른 속도 구간에서의 AISC, Arup, SCI

의 모델 및 본 연구의 제안식을 비교하여 도시하였다. 

Fig. 11(b)에 나타낸 진동응답 산정식들은 응답을 과대평

가 하고 있으며 약 0.4 정도로 비슷한 수준의 편차를 갖는다. 

평균, 표준편차 및 변동계수를 모두 고려한 결과, 본 연구의 

제안식이 약 90%의 높은 정확성과 52%의 낮은 변동계수를 

가지고 실제 가속도응답을 가장 합리적인 수준으로 예측한

다. 따라서 측정 가능한 가진진동수의 전 영역에서 진동응답

을 가장 합리적으로 예측한 본 연구의 제안식은 고진동수 계

단의 진동응답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써 적합하다고 판단된

다. Fig. 10의 각 진동응답 산정법에 따른 평균 및 표준편차

는 Table 5에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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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심미성과 기능성이 현대 건축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면서 최근 비교적 경량의 고진동수 계단의 활용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실정 상 고진동수 계단의 진동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유럽강구조학회의 지침의 경우 등가임펄스하중 

개념을 도입하여 고진동수 바닥의 응답예측 및 진동성능 평가에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서행보행에 대한 실험치를 토대로 제안한 값으로 

2.2Hz 이상의 속보 가진에 대한 응답을 과대평가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는 1.4~4.5Hz의 다양한 가진진동수에 대한 가속도 

응답의 실측값을 바탕으로 서행 및 속보 가진 시의 응답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등가임펄스 식을 제안하였다. 

핵심용어 : 바닥 진동, 고진동수 바닥, 계단, 등가임펄스, 보행하중, 진동평가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진동응답 산정식의 한

계를 극복하는 고진동수 계단의 진동응답 산정식을 새로 제

안하였다. 계단 보행실험을 통해 측정한 실측값을 토대로 하

여 가진진동수와 계단의 고유진동수 및 등가임펄스의 상관

관계를 회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5% 초과확률을 만족

하는 등가임펄스 산정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

음과 같다.

(1) 계단의 진동응답을 산정하는 명확한 방법이 없어 기존의 

바닥 진동응답 산정식을 계단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험을 통하여 계단에 적합한 새로운 진동응답 

산정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총 7개의 고진동수 계단을 대상으로 고유진동수 및 가속

도응답을 측정하였다. 기존의 진동응답 산정법인 AISC, 

Arup 및 SCI 모델을 통해 유효 가진진동수 범위 내에서 

진동응답을 예측하고 이를 실측된 응답과 비교하였다.

(3) AISC의 모델의 경우, 빠른 속도의 보행에 대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실측된 응답과 비교하였으며 전체

적으로 진동응답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4) Arup 및 SCI의 모델 역시 전체적으로 진동응답을 과대

평가하였으며, 특히 가진진동수가 낮은 영역에서 진동

응답을 보다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경향을 보였다.

(5) 반면, 계단 보행실험을 통해 새로 제안한 산정식의 경우 

1.4~4.5Hz의 넓은 가진진동수 구간에서 비교적 합리적

인 진동응답 예측값을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

서 제시한 진동응답 산정식의 사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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